
소재지

밴쿠버 사무소
1720 Grant Street, 2nd floor
Vancouver, V5L 2Y7
604 254 9626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버나비 사무소
5902 Kingsway
Burnaby, V5J 1H2
604 438 8214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크리스털 몰 
CCM 센터
4533 Kingsborough, 2nd floor
Burnaby, V5H 4V3
604 877 8606
목, 금: 오전 9시 ~ 오후 5시

프레이저사이드 커뮤니티 서비스
519 7th Street, 2nd floor
New Westminster, V3M 6A7
604 522 3722 내선 155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정착 프로그램
시민권으로 가는 길

35여 년간 이민자와 난민의 정착을 도우며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MOSAIC이란?

MOSAIC은 캐나다 정착과 사회 통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 및 난민 

지원 활동에 전념하는 다중언어 비영리 

기관입니다. MOSAIC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캐나다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5여 년 전에 활동을 시작한 

이래, MOSAIC은 로우어메인랜드에서 

가장 큰 이민자 봉사단체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취업 프로그램

604 708 9300
employmentprograms@mosaicbc.com

영어 센터

604 684 8825
esl@mosaicbc.com

가족 프로그램

604 254 9626
familyprograms@mosaicbc.com

통역 서비스

604 254 8022
interpretations@mosaicbc.com

정착 서비스

604 254 9626
settlement@mosaicbc.com

번역 서비스

604 254 0469
commercial@mosaicbc.com

www.MOSAICbC.COM

MOSAIC is a United Wa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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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정보

주택

BC주 의료(MSP)

ELSA 및 기타 영어 강좌

취업, 소기업 및  

소액 대출

법률, 세금 및 혜택

캐나다의 학교

캐나다 문화 및  

시민권 시험 준비

구사 언어

정착 서비스 담당자들이 구사하는 언어

영어

아랍어

광둥어

다리어

이란어

불어

키난데어

키냐르완다어

키룬디어

한국어

쿠르드어

링갈라어

표준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협력 단체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단체 협찬으로 

제공됩니다.

• 아프리카 이민자 통합 센터(Centre of 

Integration for African Immigrants)

• 콜레주 에듀카상트르(Collège 

Éducacentre)

• 프레이저사이드 커뮤니티 서비스

(Fraserside Community Services)

• 유대인 가족 서비스 기관(Jewish Family 

Service Agency)

• 리치 지역사회 보건센터(REACH 

Community Health Centre)

• YMCA

정착 프로그램

이것은 캐나다에 새로 온 이주자들을 위한 

무료 다중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자

• 협약 난민

• 입주 돌보미

• 귀화 시민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난민 신청자

제공 서비스

• 일대일 준상담 서비스(법률 상담이나 

임상 상담이 아님)

•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소개

• 지역사회 정보 및 서비스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 각종 서비스 소개

• 생활 기술 및 교육 과정

• ‘안내받는 경로’ 지원

• 직장 및 문화 멘토링 프로그램

• 자원봉사 프로그램

• 노인 활동

• 지역사회 아웃리치

행사 및 워크숍 일정  

소개 웹사이트

www.mosaicbc.com/
settlement-services

저희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Hello!
방문이나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정착 서비스 담당자와 

이야기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저희는 질문에 답하고 다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